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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　『이로도리』 초급 1 (A2)�

 듣기     말하기     읽기     쓰기

제1과　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어요
활동 Can-do

1. お久しぶりです 01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인사를 할 수 있다.

2. 日本に来てどのぐらいですか？ 02 가까운 사람이 물었을 때 자신의 근황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.

3. 日本では何をしていますか？ 03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.

한자 단어 学生　学校　生活　去年　先週　仕事　元気（な）　忙しい　働く　作る

문법 노트

➊ 정중체 / 보통체 お久しぶりです。お元気ですか？
久しぶり。元気？

➋ 【기간】になります 日本に来て 1 年になります。
➌ 【시점】（に）来ました 去年の 9 月に来ました。
➍ V-ています ① 日本では、何をしていますか？

일본 생활 Tips ◦ 「윗사람」과 「아랫사람」　◦ 「잘 지냈어요?(お元気ですか？)」라는 인사

제2과　게임하는 것을 좋아해요
활동 Can-do

1. 趣味は料理をすることです 04 취미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.

2. 休みの日は何をしますか？ 05 휴일을 보내는 법에 대해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.

3. スタッフ紹介 06
가게나 시설 등에 붙어 있는 직원 소개를 읽고 가족이나 취미 등에 대해 이해할 수 
있다.

4. 自己紹介 07
직장에 게시할 직원 소개용에 자신의 취미와 휴일에 하는 일 등을 간단하게 쓸 수 
있다.

한자 단어 人　～人　～人　犬　家族　夕方　英語　音楽　習う　話す　出かける　

문법 노트

➊ V-ることです 趣味は映画を見ることです。
➋ V-るのが好きです ゲームをするのが好きです。
➌ 【사람】と【장소】で V-ます 休みの日は、たいてい友だちと体育館でバドミントンをします。
➍ V1-て、V2 毎週、夕方までバドミントンをして、そのあと、みんなでご飯を食べます。
➎ V-ています ② いけばなを習っています。
➏ Nができます 日本語、英語、フィリピノ語、スペイン語ができます。

일본 생활 Tips ◦야구　◦이케바나(꽃꽂이)　◦스튜디오 지브리　◦국제교류협회

지금의 나▶ 주제

제3과　겨울은 매우 추워져요
활동 Can-do

1. 春は桜の花が咲きます 08 일본의 사계절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보고 계절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.

2. どんな季節がありますか？ 09 자기 나라 계절의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.

3. もみじの景色がきれいですから 10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과 그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.

한자 단어 季節　春　夏　秋　冬　花　同じ　暑い　寒い

문법 노트

➊ Nに／ナA-に／イA-く なります 春は桜の花が咲きます。暖かくなります。
➋ いちばん ナA-です／イA-いです 秋がいちばん好きです。
➌ イA-いのが 好きです／苦手です 私は暑いのが好きです。寒いのが苦手です。
➍ ナA-です／イA-いです から 秋が好きです。もみじの景色がきれいですから。
➎ S1 から、S2 暑いのが大好きですから、夏が好きです。
➏ N1 や N2 海や山で遊ぶのも楽しいです。
➐ N1 とか（N2 とか） 秋は果物がおいしいですよね。ぶどうとか梨とか。

일본 생활 Tips ◦일본의 기후　◦장마　◦벚꽃과 꽃구경　◦단풍　◦매미

계절과 날씨▶ 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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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과　어제는 비가 엄청났죠
활동 Can-do

1. 朝から暑いですね 11 날씨에 대한 화제를 언급하면서 인사를 할 수 있다.

2. 明日は晴れるでしょう 12 일기예보를 듣고 대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.

3. 台風が来てます 13 날씨를 화제로 한 SNS의 짧은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.

한자 단어 天気　晴れ　雨　雪　風　今　昨日　明日　毎日　強い　

문법 노트

➊ Sね ＜공감 > 今日はいい天気ですね。
➋ 비과거 / 과거 昨日はすごい雨でしたね。
➌ V-ています ③ 今も少し雨が降っています。
➍ N ／ナA- ／イA-い／ V-る でしょう　 明日は晴れるでしょう。

일본 생활 Tips ◦태풍　◦일기예보

제6과　우체국은 어떻게 가면 되나요?
활동 Can-do

1. バス停はどこですか？ 17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.

2. そちらに行きたいんですが… 18 전화로 길을 물어보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.

3. この先に白くて大きな家があります 19 차를 얻어 탔을 때 등 목적지까지 가는 법을 알려 줄 수 있다.

한자 단어 道　公園　銀行　お寺　神社　右　左　近く　車　送る　

문법 노트

➊ Nに行きたいんですが… マルイチデパートに行きたいんですが…。
➋ V-て、～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、2 つ目の信号を左に曲がってください。
➌ N1 じゃなくて、N2 1 つ目じゃなくて、2 つ目です。

일본 생활 Tips ◦신호등　◦절과 신사

제5과　아주 번화하고 편리합니다
활동 Can-do

1. この町はどうですか？ 14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감상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.

2. 場所は不便だけどきれいですよ 15 동네의 추천 장소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.

3. タウンマップ 16 동네 안내도를 보고 명소와 가게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.

한자 단어 町　店　食堂　便利（な）　不便（な）　静か（な）　有名（な）　多い　少ない　遠い　

문법 노트

➊ Nで、～／ナA-で、～／イA-くて、～ この町は、とてもにぎやかで、便利です。
➋ Nだ／ナA-だ／イA-い けど、～ たちばな公園は、場所は不便だけど、きれいですよ。
➌ V-ることができます 一年中、いろいろな花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。

일본 생활 Tips ◦스포츠클럽　◦쇼핑몰　◦입욕 시설

우리 동네▶ 주제

제7과　길을 잃어서 조금 늦습니다
활동 Can-do

1. 何時にどこですか？ 20 만날 약속이나 집합 시간과 장소를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.

2. 明日、何時にしますか？ 21 만날 약속 시간과 장소를 상의해서 정할 수 있다.

3. 電車が止まりました 22 약속 상대로부터 지각을 알리는 메시지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.

4. 30 分おくれます 23 약속에 늦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를 쓸 수 있다.

한자 단어 時間　場所　駅　受付　門　電車　待つ　止まる　着く　急ぐ　

문법 노트

➊ Nはどうですか？ 6 時はどうですか？
➋ Nでもいいですか？ 6 時半でもいいですか？
➌ Nで、～ 
　 V-て、～ 

< 원인 / 이유 > 事故で電車が止まりました。
ねぼうして、今、起きました。

일본 생활 Tips ◦지각　◦전철 운행 트러블

함께 외출하기▶ 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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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과　야구해 본 적 있나요?
활동 Can-do

1. もう行きましたか？ 24
상대의 경험이나 흥미에 대해 물어보면서 식사나 쇼핑, 이벤트 등에 같이 가자고 권
할 수 있다.

2. このあと、どうしますか？ 25 함께 외출했을 때 다음에 무엇을 할지, 어디에 갈지, 의논할 수 있다.

3. パンダがかわいかったです 26 함께 참가했던 이벤트에 대한 감상을 상대에게 전할 수 있다.

한자 단어 お金　食事　～店　博物館　動物園　試合　楽しい　難しい　登る　

문법 노트

➊ もう V-ました 新しいアウトレットモール、もう行きましたか？
➋ V-たことがあります プロレス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か？　
➌ V-に行きませんか？ いっしょに食べに行きませんか？
➍ Nの前に、～
　 Nのあと（で）、～

食事の前に、お金をおろしたいんですが…。
買い物のあとで、ゲームコーナーに行きませんか？

➎ V-たいんですが… ジョギングシューズを買いたいんですが…。
일본 생활 Tips ◦일본의 성　◦아웃렛 몰　◦프로레슬링

제9과　읽는 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?
활동 Can-do

1. どこで日本語を勉強しましたか？ 27 일본어 학습 경험에 대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.

2. 会話は得意です 28 일본어 공부에 대해 감상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다.

3. 日本語をチェックしてもらえませんか？ 29 일본어 때문에 곤란해졌을 때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다.

4. いい練習のし方がありますか？ 30 일본어 학습에 관한 인터넷 게시판을 읽고 추천 학습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.

한자 단어 高校　大学　練習　漢字　無料　言う　書く　貸す　教える　説明する　

문법 노트

➊ Nで < 수단 > アニメで日本語を勉強しました。
➋ N1 は N2 が ナA-です／イA-いです
　 Nは V-るのが ナA-です／イA-いです ①

日本語は文字が難しいです。
日本語は話すのが大変です。

➌ N1 は、～。（でも、）N2 は、～。
　 < 비교 >

日本語は、読むのは少し難しいです。でも、会話は得意です。

➍ V-てもらえませんか？ 日本語をチェックしてもらえませんか？
➎ V-方 この書類の書き方がよくわかりません。

일본 생활 Tips ◦애니메이션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다　◦지역 일본어 교실

일본어 학습▶ 주제

제10 과　일본어 교실에 참가하고 싶은데요
활동 Can-do

1. 教室案内 31 공민관 등의 강좌 안내를 보고 장소와 일시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.

2. 合気道をやってみたいんですが… 32 관공서 창구 등에서 흥미가 있는 강좌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.

3. 日本語のクラスはどうですか？ 33 지역 일본어 교실에 대해 친구에게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.

4. 高校のとき、少し勉強しました 34
일본어 교실에 참가하기 전에 학습 경력이나 학습 희망 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에 
대답할 수 있다.

한자 단어 午前　午後　教科書　教室　先生　全部　～回　参加する　用意する　

문법 노트

➊ V-てみたいんですが… 合気道をやってみたいんですが…。
➋ 【기간】（に）～回 日本語クラスは週に 1 回です。
➌ V-ましょうか？ 教室のチラシを持って来ましょうか？
➍ 되묻기 すみません。「ぼご」は、どういう意味ですか？
➎ Nのとき、～／ナA-なとき、～／イA-いとき、～ 高校のとき、少し日本語を勉強しました。

일본 생활 Tips ◦공민관　◦요리 교실　◦서도　◦합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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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과　고기와 채소는 제가 사 갈게요
활동 Can-do

1. だれが何を持って行きますか？ 35 바비큐 등을 할 때 누가 무엇을 준비할지 의논할 수 있다.

2. どっちがいいですか？ 36 홈파티 등을 할 때 무엇을 사면 좋을지 의논할 수 있다.

3. この料理、卵を使ってますか？ 37
가게 직원 등에게 음식 재료나 유통기한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
다.

4. 食品表示 38 식품 표시를 보고 못 먹는 것이 들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다.

한자 단어 飲み物　お茶　お酒　材料　野菜　牛肉　豚肉　皿　売る　持って行く　

문법 노트

➊ V-て 行きます／来ます 肉と野菜は、私が買って行きますよ。
➋ N1 と N2（と）、どっちがいいですか？
　 S。どれがいいですか？

チョコレートケーキとチーズケーキ、どっちがいいですか？
お茶、いろいろありますね。どれがいいですか？

❸ Nのほうがいいです 塩のほうがいいです。
❹【의문사】でもいいです Ａ：何が食べたいですか？

Ｂ：何でもいいです。
일본 생활 Tips ◦바비큐　◦마트 반찬 코너　◦야키토리(닭꼬치)　◦유통기한과 소비기한　◦알레르기 표시

제12과　도시락, 맛있어 보이네요
활동 Can-do

1. 辛そうな料理ですね 39 음식을 보고 겉모양에서 느낀 인상을 말할 수 있다.

2. 甘くておいしいですね 40 음식을 권유받았을 때 먹고 감상을 말할 수 있다.

3. 卵の料理です 41 요리에 대해 맛과 재료 등을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.

4. カップ焼きそばの作り方 42 인스턴트식품 등의 만드는 법 설명을 읽고 순서를 이해할 수 있다.

한자 단어 卵　料理　お湯　調理方法　少し　味　甘い　辛い　苦手（な）

문법 노트

➊ ナA- ／イA- そうです そのお弁当、おいしそうですね。
➋ ナA- ／イA- そうな N それ、辛そうな料理ですね。
➌ イA-くて、～
　 イA-くなくて、～

この卵焼き、甘くて、おいしいですね。
茶碗蒸し、甘くなくて、おいしいですよ。

➍ V-てみます よかったら、この卵焼き、食べてみてください。
➎ 자동사

　 타동사
鶏肉とか、エビとか、きのことかが入ってます。
ときどき、銀杏も入れますよ。

➏ イA-くないですか？ 味は、うすくないですか？
일본 생활 Tips ◦도시락　◦계란말이　◦오코노미야키　◦스키야키　◦자완무시　◦다시　◦컵야키소바

맛있는 요리▶ 주제

제13과　앞으로 1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　

활동 Can-do

1. パソコンが動かないんですが… 43 직장에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상사 등에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.

2. どのぐらいかかりそうですか？ 44 일의 작업 상황을 물었을 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.

3. コピー機の使い方を教えてもらえませんか？ 45 직장에서 기계 사용법 등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.

4. 会議の準備は、どうしますか？ 46 직장에서 업무 방식에 대한 설명과 지시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.

5. お知らせのメール 47 업무상의 간단한 연락 메일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.

한자 단어 コピー機　数字　電気　音　机　都合　悪い　動く　使う　終わる　お願いします　

문법 노트

➊ ～んですが… 会議室の電気がつかないんですが…。
➋ V-そうです どのぐらいかかりそうですか？
➌ V-たいとき、～ 両面コピーしたいときは、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？
➍ V-ると、～ このスタートボタンを押すと、コピーが始まります。
➎ はい、【부정문】／
　 いいえ、【긍정문】

Ａ：コピー機、使ったことないですか？
Ｂ：はい、ないです。

일본 생활 Tips ◦일본 화장실

업무에 관한 연락▶ 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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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 과　휴가를 받아도 될까요?　

활동 Can-do

1. 少し遅くなります 48 직장에 전화로 휴가나 지각에 관한 연락을 할 수 있다.

2. トイレに行って来てもいいですか？ 49 일하던 자리를 비울 때 주변 사람에게 허가를 구할 수 있다.

3. 明日の午後、早退してもいいでしょうか？ 50 직장에서 휴가를 얻고 싶을 때 등에 사전에 허가를 구할 수 있다.

4. 休暇届を出してください 51 휴가신청서 등의 서류의 기입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있다.

한자 단어 用事　氏名　理由　連絡先　別に　早く　吸う　取る　帰る　伝える　　

문법 노트

➊ Nで、～／ナA-で、～／イA-くて、～／ V-て、～
　 ＜원인 / 이유 >

道が混んでいて、ぜんぜん動きません。
昨日は、休んですみませんでした。

➋ S1。それで、S2 これから病院に行きます。それで、少し遅刻します。
➌ Ｖ -てもいいですか？ トイレに行って来てもいいですか？
➍ Ｖ -てもいいでしょうか？ 明日の午後、早退してもいいでしょうか？
➎ Ｖ -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ちょっと、役所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。
➏ ～んです ① 東京から、国の友だちが来るんです。

일본 생활 Tips ◦인감/도장　◦유급휴가

제15과　열이 나고 목이 아파요　

활동 Can-do

1. 今日はどうしましたか？ 52 병원에서 자신의 증상을 간단하게 전할 수 있다.

2. インフルエンザですね 53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.

3. 問診票 54 병원 접수처에서 문진표에 필요한 항목을 기입할 수 있다.

4. 熱を下げるお薬です 55 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용법과 주의점을 이해할 수 있다.

5. 薬の説明 56 약에 대한 설명을 읽고 용법과 용량을 이해할 수 있다.

한자 단어 熱　薬　病気　病院　医者　住所　～才　痛い　眠い　寝る　記入する　

문법 노트

➊ ～んです ② 昨日から 38 度の熱があって、のどがすごく痛いんです。
➋ V-ないでください 今週は仕事を休んで、できるだけ人に会わないでください。
➌ V（보통형）＋ N ① こちらは、せきを抑える薬です。
➍ V-る前に、～
　 V-たあと、～

1 日 1 回、寝る前に飲んでください。　
飲むと、眠くなります。飲んだあと、運転しないでくださいね。

➎ ～とき（に）、～ この薬は、痛くてがまんできないときに、飲んでください。
일본 생활 Tips ◦일본 병원에 가기　◦꽃가루 알레르기

건강한 생활▶ 주제

제16과　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　

활동 Can-do

1. 具合が悪そうですね 57 몸 상태가 안 좋을 때의 대처법을 조언하거나, 조언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.

2. 夜は早く寝るようにしています 58 자신이 건강을 위해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다.

3. 食中毒が増えています 59
유행 중인 병에 관한 뉴스를 보고 병명과 증상, 예방법 등 대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
수 있다.

4. 病気予防のポスター 60 병원 등에서 병에 관한 포스터를 보고 증상과 예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다.

한자 단어 体　顔　目　耳　口　頭　足　手　起きる　歩く　走る　運動する

문법 노트

➊ V-るといいです（よ） よく眠れないときは、ぬるいお風呂にゆっくり入るといいですよ。
➋ V-すぎます 昨日、飲みすぎました。
➌ V1-たり、V2-たり（します） ジョギングしたり、ときどき家でヨガをしたりしてます。
➍ V-るようにしています
　 V-ないようにしています

できるだけ、野菜をたくさん食べるようにしています。
健康のために、食べすぎないようにしています。

일본 생활 Tips ◦어깨 결림/어깨가 결리다　◦마스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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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과　형이 준 부적이에요　

활동 Can-do

1. ごめんください 61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기본적인 인사를 할 수 있다.

2. これ、お土産です 62 기념품을 건넬 때 그것이 무엇인지, 어떤 것인지,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.

3. 誕生日に、友だちにもらったんです 63 자신의 소지품에 대해 어디에서 샀는지, 누구에게 받았는지 등을 말할 수 있다.

4. お礼のメール 64 집에 초대해 준 사람 등 신세를 진 사람에게 간단한 감사 메일을 쓸 수 있다.

한자 단어 お父さん　お母さん　兄　お兄さん　姉　お姉さん　弟　妹　夫　妻　両親　

문법 노트

➊ Ｖ（보통형）＋ N ② ネパールから持って来た飾りです。
➋ 【사람】に【물건】をもらいます このマグカップ、誕生日に、友だちにもらったんです。
➌ 【사람】が【물건】をくれます これは、兄がくれたお守りです。

일본 생활 Tips ◦와시쓰(다다미방)에서 앉는 법　◦부적　◦가족 호칭

제18과　뭔가 선물을 주지 않을래요?　

활동 Can-do

1.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65 생일이나 결혼 등에 대한 축하를 할 수 있다. 

2. 送別会をしませんか？ 66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을 고를 때, 무엇으로 할지 의논할 수 있다.

3. いろいろお世話になりました 67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 인사와 감상을 말할 수 있다.

4. 誕生日の書き込み 68 친구가 자기 생일에 올린 SNS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.

5. お祝いのメッセージ 69 카드나 색지에 축하나 송별 메시지를 쓸 수 있다.

한자 단어 男の子　女の子　お祝い　誕生日　結婚　時計　幸せ（な）　生まれる　思う　選ぶ　合格する　

문법 노트

➊ S（보통형）そうです お子さんが生まれたそうですね。
➋ 【사람】に【물건】をあげます アナさんに何かプレゼントをあげませんか？
➌ S（보통형）と言っていました アナさん、前に、焼き鳥が大好きだと言っていました。
➍ S（보통형）と思います もっと、思い出に残るものがいいと思います。

일본 생활 Tips ◦일본인의 이름　◦건배　◦가라오케　◦요세가키(롤링페이퍼)

교제▶ 주제


